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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      약 

최근 사용자 취향에 따라 컨텐츠를 선택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위젯(widget)이 각광받고 
있다. 사용자들에게 쉽고 편리한 자신들만의 작업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YouFree 의 
개인화된 정보접근 및 처리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위젯 서비스를 적용한다면 사용자는 개인의 작업
환경에 맞추어 보다 유연하게 YouFree 를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다. 본 논문에서는 YouFree 사용자들
이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YouFree를 위한 위젯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였다. 

 

1. 서론1 

최근 사용자 취향에 따라 컨텐츠를 선택하여 정보
를 제공받을 수 있는 위젯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
있다. 위젯은 개인들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
조합하는 역할을 수행하며,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만
을 선택해서 받아볼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의 작업을 
효율적으로 처리한다.  

YouFree[1][2][3]는 사용자가 인터넷 정보를 편리하
게 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SW 를 하나의 저장 
장치에 모두 관리할 수 있게 하여, 개인화된 작업환
경을 사용자가 휴대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이다. 이
러한 YouFree 에 위젯 서비스를 접목한다면 개인화된 
정보 접근 및 처리 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
라 개인의 작업환경의 목적에 맞게 YouFree를 커스터
마이즈할 수 있게 된다. YouFree에서 제공하는 서비스
와 외부에서 제공하는 위젯들을 사용자가 선정해서 
하나의 화면 인터페이스에 배치해 둔다면 사용자는 
다양한 목적에 따른 다중의 작업환경을 구축할 수 있
을 것이다. 
본 논문에서는 YouFree 에서 사용자가 변화하는 작

업 환경 별로 목적에 맞는 위젯들을 사용할 수 있도
록 하기 위해 다양한 위젯으로 구성된 사용자 작업환
경인 워크스페이스를 구현하였다. 이를 위해 웹 상에 
공개된 유용한 컨텐츠들을 수집하고, YouFree 위젯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IT
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였음. [2007-
S-015-01, SaaS기반 이동형 개인맞춤 사무환경 구축 
기술 개발] 

XML 포맷을 정의하여 위젯들을 YouFree 에서 구동 
가능한 형태로 작성하였다. 그리고 필요로 하는 위젯
을 다운받고 위젯 렌더링과 이벤트 처리를 할 수 있
는 인터페이스인 워크스페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시
스템을 구현하였다. 
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 2장은 YouFree에서 

워크스페이스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위젯 작성에 
대해 설명하고 3 장에서는 워크스페이스의 설계 및 
구현에 대해 설명한다. 4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. 

 
2. YouFree위젯 작성 및 위젯 API 정의 

이 장에서는 YouFree에 사용된 위젯들의 작성 방법과 
위젯을 처리하기 위해 정의한 YouFree 위젯 API 를 
소개한다.  
 위젯 수집 및 선정 
외부 위젯 서비스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소스와 
별도로 웹 상에 공개된 자바스크립트 소스와 RSS, 플
래쉬 파일들을 대상으로 위젯 컨텐츠를 수집하였다. 
사회 / 정치 / 경제 / 과학 /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
문제해결을 위해 사용가능한 인기 있는 컨텐츠들을 
대상으로 총 150 여가지의 컨텐츠들을 YouFree 위젯 
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. 
 YouFree위젯 XML 포맷 
위젯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위젯 컨텐츠 뿐만 아니
라 위젯의 세부 사항을 명시해주는 위젯 설정 문서가 
필요하다. 본 논문에서는 YouFree Basic 상에서 동작할 
수 있는 위젯들을 처리하기 위해 YouFree 위젯 XML 
포맷을 정의하였다. 위젯 XML 에 명시된 사항에 따
라 위젯 프레임에 보여지는 타이틀과 위젯 컨텐츠 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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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고 위젯의 사이즈 등 위젯이 사용자에게 보이기 위
해 필요한 정보들이 렌더링되어 웹브라우저 상에서 
사용자에게 보여지게 된다. YouFree 위젯 XML 포맷 
형식은 다음과 같다. 

 
<Widget> 
 <WidgetPrefs> ... </WidgetPrefs> 
 <UserPrefs> ... </UserPrefs> 
 <Content src="index.html"/>  
</Widget> 

 
위젯 설정 문서는 YouFree 위젯 XML 포맷으로 작
성된다. <Widget> 태그는 해당 XML 파일에 위젯이 
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내며, <WidgetPrefs> 태그에는 제
목, 설명, 작성자, 작성자에 대한 정보, 위젯의 특성을 
나타내는 키워드, 위젯이 해당하는 카테고리 그리고 
위젯의 높이 정보가 포함된다. <UserPrefs> 태그에는 
기타 선택 항목 등 위젯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다. 
<Content src=”index.html”>은 위젯 콘텐츠 유형을 정의
하고 콘텐츠 자체 또는 외부 콘텐츠에 대한 링크를 
포함한다. 즉, 위젯 컨텐츠 파일의 위치 정보 혹은 
RSS 주소 등을 표시한다. </Widget>은 위젯 정의의 끝
을 나타낸다. 
 YouFree위젯 패키징 
위젯은 여러 파일이 사용되기 때문에 위젯의 배포
를 위해서는 사용된 파일을 압축 형태로 묶어 하나의 
패키지로 만들어야 한다. 이것을 위젯 패키징이라 하
는데, 묶여진 위젯 파일은 ZIP 파일 형식으로 저장된
다. 이 한 개의 패키지는 위젯에 대한 필수 정보를 
담고 있는 위젯 설정 문서(XML)와 위젯 구동을 위해 
필요한 리소스인 위젯 컨텐츠 파일, 이미지 파일 등
으로 구성된다. 
 
3. YouFree에서의 워크스페이스 서비스 구현 

YouFree를 위한 위젯 기반 워크스페이스 서비스 구
조는 그림 1 과 같다. 그림 1 은 워크스페이스 서비스
를 수행하는 일련의 작업들을 처리하는 기능들을 모
듈로 표현한 것이다 

 
(그림 1) 워크스페이스 서비스 시스템 구조도 

 
워크스페이스 관리 모듈은 YouFree Basic 에서 워크

스페이스 생성/삭제/복사/변경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
모듈이다 위젯 관리 모듈은 사용자가 원하는 위젯을 

목록에서 추가하였을 때, 즉시 해당 위젯을 렌더링하
여 보여주는 수행한다. Center 위젯 목록보기 모듈은 
YouFree Center 측에 위젯 목록을 요청한 후 RSS 형식
으로 받은 위젯 목록을 파싱하여 사용자에게 보이는 
기능을 수행한다. Center 위젯 파일 처리 모듈은 
YouFree Center에서 다운받은 위젯 파일을 압축해제한 
후 위젯 설정 파일(XML)을 파싱하여 위젯 정보를 
YouFree Basic 내 DB 에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. 
Basic 위젯 목록 보기 모듈은 Basic 에 다운받은 위젯
들의 목록을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기능을 처리한다. 
Basic 위젯 파일 처리 모듈은 Basic 즉 로컬에 저장되
어 있는 위젯들을 호출하여 워크스페이스에 보이는 
기능을 수행한다.    

YouFree Basic 에서 워크스페이스 서비스 구동을 위
해 YouFree Basic Version 1.5.0에서 작업하였다. YouFree 
Basic Version 1.5.0에서 사용하고 있는 웹 서버 Apache 
2.2.4와 데이터베이스 서버 MySQL 5.0.45 그리고 PHP
를 이용하여 워크스페이스 서비스를 구축하였다. 
그림 2는 구현된 워크스페이스 서비스 화면이다.  

 

 
(그림 2) YouForee워크스페이스 서비스 실행 화면 

 
4. 결론 

본 논문에서는 YouFree 내 사용자의 개인화된 작업 
환경인 워크스페이스를 구축하고 워크스페이스에 위
젯을 추가하여 사용자가 스스로 위젯 기반의 작업 공
간을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도록 하였다. 본 
논문에서 제공하는 워크스페이스의 모든 기능들을 효
과적으로 활용한다면 기존 YouFree 서비스를 더욱 돋
보이게 할 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작업 환경에 유용
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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